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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9월 2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OPEN DATA 운동을운동을운동을운동을 위한위한위한위한 특별특별특별특별 고문고문고문고문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Nicklin을을을을 Open NY 책임자로책임자로책임자로책임자로 임명임명임명임명 

James Hendler 교수를교수를교수를교수를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Open Data 고문으로고문으로고문으로고문으로 임명임명임명임명 

Theresa Pardo 박사를박사를박사를박사를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Open NY 정책정책정책정책 고문으로고문으로고문으로고문으로 임명임명임명임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Andrew Nicklin, Dr. James Hendler 및 Dr. Theresa Pardo와 같은 

3명의 전문가를 기술을 통한 정부 투명성 개선 전문가로 임명한 것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Open NY 

팀에 합류하여 정부 성과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강화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Andrew Nicklin은 Open NY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며, James Hendler씨는 뉴욕주의 Open 

Data 고문으로, Dr. Theresa Pardo 박사는 뉴욕주 Open NY 정책 고문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뉴욕주는 기술과 혁신을 사용한 선두주자로서 정부의 문을 개방했으며 Andrew Nicklin, Dr. James 

Hendler 및 Dr. Theresa Pardo는 뉴욕 주민들이 정부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Andrew, Dr. Hendler 그리고 Dr. 

Pardo가 주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뉴욕주가 데이터 액세스 및 투명성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ndrew Nicklin, Open NY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Andrew Nicklin씨는 Open NY 책임자로서 개방형 데이터 웹 사이트를 확장하고 Open Data 이벤트를 

통해 개발업체와 연구 커뮤니티를 참여시키고 정보 공유를 위해 지방자치의 모델 웹 사이트 

설계를 감독하도록 돕는 등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Mr. Nicklin은 정보기술국(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과 협력하여 Open NY의 경영, 설계 및 구조와 관련된 평가를 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Mr. Nicklin는 최근에 뉴욕주의 정보 기술 및 통신국(DoITT)에서 연구 개발 담당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거의 20년 동안 정부 업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지난 14년 동안의 뉴욕시 기술 

운동을 관리한 경험을 발휘할 것입니다. DoITT에서 Mr. Nicklin은 NYC OpenData 플랫폼을 포함한 



Korean 

개방형 정부 운동, 참여 전략, 도시간 협력 노력 등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모든 공공 데이터 세트의 

목록을 만들도록 하고 개발업체, 연구 조사업체, 보고업체, 기업가 및 일반인의 사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는 2012년 지방법(Local Law) 11의 통과와 구현을 도왔습니다.  2012년 지방법(Local 

Law) 11 구현의 일환으로서 Mr. Nicklin은 뉴욕시의 Open Data 정책 및 기술 표준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도왔는데, 이는 시가 공공 데이터를 장치가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전송하고 일반 

데이터 관리에 최선 사례를 포함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DoITT에서 일하기 전 Mr. 

Nicklin은 뉴욕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의 정보기술 담당 

부국장으로 일했습니다.  

 

뉴욕시 최고 데이터 책임자인 Barbara Cohn은 “Andrew가 Open NY에 합류하여 정말 기쁩니다. 

Andrew의 지방 차원에서의 업무 배경과 경험은 뉴욕주의 Open Data 운동을 전개하는 동안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invent Albany의 전무 겸 뉴욕시 Transparency Working Group의 공동 회장인 John Kaehny씨는 

“Cuomo 주지사가 Andrew Nicklin을 개방형 데이터 이니셔티브인 뉴욕의 Open NY를 이끌 인재로 

임명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Andrew는 전국의 개방형 데이터 업계의 인재이며 혁신적 

사고자 겸 전문 기술자로서 투명성과 시민 단체를 이끄는 존경 받는 사람입니다. Nicklin의 임명은 

Cuomo 주지사가 Open NY를 전국 최고의 개방형 데이터 이니셔티브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itizens Union의 전무인 Dick Dadey는 “Andrew Nicklin의 공공 서비스 부문의 화려한 경력과 

기술자로서의 성과는 Cuomo 주지사의 Open NY 운동을 이끌 완벽한 인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뉴욕시 정보 기술 및 통신국(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에서 

Nicklin씨는 뉴욕시의 개방형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차원에서 기술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대가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Y Tech Meetup and Founder of Personal Democracy Media의 Andrew Rasiej 회장은 “Andrew 

Nicklin을 선택하여 뉴욕주는 21세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개방형 정부(Open Government) 운동의 

리더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Andrew는 뉴욕주가 E-Government의 

시대에서 We-Government의 시대로 전환하는 새로운 기술 도구를 활용하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ames Hendler 교수교수교수교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Open Data 담당담당담당담당 고문고문고문고문 

 

Dr. James Hendler는 Open.ny.gov의 Open Data 고문으로 일하게 됩니다. 주지사의 기술을 통한 공공 

부문 성과와 정부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Hendler 교수는 뉴욕주를 도와 개방형 

데이터 기술을 강화하여 뉴욕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뉴욕주가 개발업체 

커뮤니티와 관계를 쌓도록 도움으로써 Big Data에 관한 기회를 모색하고 뉴욕주에서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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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을 건설하게 됩니다.  

 

Dr. James Hendler는 Rensselae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t RPI의 총 책임자이며 최근에 첨단 

Open Data를 운영하는 대학교 차원의 운동인 새로운 Rensselaer Institute for Data Exploration and 

Applications(IDEA) 이사로 임명되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 연구 대학에서 Open Data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에는 로봇공학, 인공 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컴퓨팅, 고성능 처리 

및 Big Data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국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교육 방법을 바꾸는 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합 데이터 형식의 현재 틀을 “데이터 웹” 또는 공통의 데이터 형식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협력적 운동인 “Semantic Web”의 발명자 중 한 사람입니다. Dr. 

Hendler는 Federal Data.gov 프로젝트의 “인터넷 웹 전문가”로 지명되었으며 Data.gov 팀의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Data.gov 홈 페이지에 “Semantic Web”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도왔으며 그의 팀은 참여 개발업체, 프로그래머, 정부 관련자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정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벤트인 최초의 Data.gov “Mash-a-thon”을 개최했습니다. Dr. Hendler는 또한 

이전에 정보 공유 및 정부 데이터 시스템의 기술 향상에 대해 국방부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최고 기술 책임자인 Kishor Bagul씨는 “Hendler 교수는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계 정부는 

사회 및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고 새롭고 의미 있는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제한적 

자원인 데이터 사용에 대해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Hendler 교수와 Andrew Nicklin은 뉴욕주가 

Open NY 운동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전문팀을 구성하여 

뉴욕주를 개방형 데이터의 리더가 되게 하고 주민들을 위해 기술을 독창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 

 

미국 정부의 개방형 데이터 포털 Data.gov의 전도사 겸 NASA의 Jet Propulsion Laboratory의 최고 

지식 설계자인 Jeanne Holm은 “Jim Hendler 교수는 처음부터 Data.gov 팀의 일원이었으며, 개방형 

데이터인 Semanteck Web의 중요한 전문가이자 개방형 데이터의 장점을 개발자와 정부가 

활용하게 한 기술자였습니다. Dr. Hendler가 Data.gov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기획 및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Open NY의 고문으로서 그는 통찰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세계적 

수준의 경력을 발휘하여 개방형 데이터 가용성과 상호운영성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Dr. Theresa Pardo,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Open NY 정책정책정책정책 고문고문고문고문 

 

Dr. Theresa Pardo는 Open.ny.gov의 Open NY 정책 고문의 일을 담당합니다. 주지사의 Open NY 

운동의 일환으로서, Dr. Pardo와 Center for Technology in Government 직원들은 뉴욕주의 개방형 

데이터 정책과 관습을 강화하여 뉴욕주를 지원합니다.  

 

Dr. Theresa Pardo는 Albany 대학교의 Center for Technology in Government(CTG)와 이 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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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feller College of Public Affairs and Policy 및 전산정보대학(College of Computing and Information) 

시설의 책임자입니다. CTG는 디지털 정부 연구 및 관행 부문의 전세계 리더로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전략을 알리기 위해 개인과 단체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Pardo 박사의 리더십에 

따라 이 센터는 미국 및 전세계 정부와 협력하여 개방형 데이터 전략,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해왔습니다. Dr. Pardo는 업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News and World Reports가 3위로 평가한 이 대학교의 정부 전략 및 관리 

프로그램(Government Information Strategy and Management program)의 공동 개발자이기도 하며, 

디지털 정부의 개발 및 영향에 관심을 가진 세계적인 다차원적 학자와 전문가 조직인 Digital 

Government Society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고의 논문상과 University at Albany의 최고 

교수상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Dr. Pardo의 연구는 개방형 정부 데이터, 정보 공유, 

공중 보건, 사법제도, 금융 시장 규제, 연구 데이터 공유, 개방형 정부, 스마트 도시 서비스 통합과 

같은 부문의 통합 등 공공 부문의 정보 및 통시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ancy L. Zimpher, 뉴욕 주립 대학교의 교육감인 “SUNY는 주지사와 함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Dr. Theresa Pardo는 이 중요한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Open NY’ 팀의 중요한 

인재입니다. Dr. Pardo는 이 분야의 리더 겸 혁신가로서 The Center for Technology in Government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유 정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주민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훌륭히 하고 있으며 

Cuomo 주지사의 임명을 크게 칭찬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bert J. Freeman, 개방정부위원회(Committee on Open Government)의 최고 책임자는 “Cuomo 

주지사가 개방형 데이터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재를 Open NY 고문으로 임명함으로써 

뉴욕주는 정부 데이터 개방의 선도 주자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Center for 

Technology in Government 이사인 Theresa Pardo씨는 정부 기술 혁신을 통해 전세계 정부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통찰력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r. Nicklin, Hendler 교수 및 Dr. Pardo는 뉴욕주 정보 기술 서비스국(ITS)의 기술 전문가 팀과 

협력하여 정부 투명성, 책임성, 운영 효율성을 크게 촉진할 공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이들은 뉴욕주 최고 데이터 책임자(CDO) 겸 최고 정보 책임자(CIO) Brian Digman의 정보 

관리 고문인 Barbara Cohn과 20여 년 동안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전략적 기술 전문가로 활약한 

경력으로 최고 정보 책임자(CIO)의 주요 기술 고문의 역할을 한 최고 기술 책임자(CTO) Kishor 

Bagul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지사 사무실에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팀은 데이터 관리, 

데이터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합하여 뉴욕주가 주정부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는데 

앞장서 가장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Open.ny.gov를 개시한 이래 이 웹 사이트는 주, 지방 및 연방 정부의 수 많은 기록을 일반에게 

공개해왔습니다. 2013년 1월 23일, 뉴욕주는 역사상 예산에 대한 정보 접근과 투명성을 가장 많이 

제공한 새로운 웹 사이트인 OpenBudget.ny.gov를 개시했습니다. 2013년 3월 11일에 뉴욕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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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Open NY 사이트인 Open.ny.gov를 개설하였으며 주지사는 행정 명령 95을 발효시켜 모든 

기관이 Open NY에 참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3년 6월 13일에 뉴욕주는 임시 개방형 데이터 

지침을 게시하고 열린 협업과 공유가 가능한 개방형 소스 플랫폼인 GitHub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모으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ITS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개방형 데이터 포털 

확장을 가능하게 할 데이터 공개를 계획하여 강력하고 시기 적절한 공개가 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를 일반인이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 

웹 사이트는 예산국(DOB)의 수익 및 학교 지원 정보, Albany의 최근 문제 발생에 대한 공직자 

정직성 데이터, 100가지 이상의 교통 데이터세트, 지도, 차트 등 일반인이 원하는 새로운 

데이터세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와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를 비롯한 48개 

이상의 주 기관 및 지방 기관은 뉴욕주와 협력하여 이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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